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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발생되는 집 호우

로 인한 침수 피해는 인명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침수피해가 

높은 도시지역을 상으로 사람들이 안 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최  피경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Flo-2D 모형  A*알고리즘에 하여 고찰하여 최  피경로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설정하 다. Flo-2D모형을 통해 험지역을 도출하 으며, 인원수가 많은 시작지 을 선정하고 홍수재난

에 해 안 한 피지 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그리고 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출발지 에서 안 한 피지 까지 험지 을 거치지 않고 최 의 피경로를 도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피경로 제시뿐만 아니라 도로정비와 피시설물에 한 사  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중심어 :∣홍수재난∣최적 대피경로∣Flo-2D모형∣A*알고리즘∣
Abstract

There is a lot of loss of life due to natural disasters. In particular, flood damage caused by 

heavy rainfall in urban areas causes serious damage.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tudy on the optimal evacuation route for safe evacuation of urban areas. 

We set up a methodology by reviewing Flo-2D model and A* algorithm. A Flo-2D model was 

used to derive the hazardous area, and we selected the starting points with many people and 

suggested ways to select safe evacuation sites. And the route was derived from the starting point 

to the safe evacuation point by using the A * algorithm.

This study could be used not only for evacuation route but also for road maintenance and 

evacu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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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

한 가뭄과 홍수가 빈도 높게 발생하며, 20세기 이후  

세계 으로 약 200여 건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 고, 

약 11,000여 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 다[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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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 없이 집 호우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러한 상은 여름철의 강우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과거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고 측

하기 어려운 기상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 국지성 집 호우 등의 발생 

빈도와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내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73년 이후 하루에 

80mm(호우주의보 기 )이상 비가 내리는 날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1]. 특히 폭우라고 할 수 있는 

하루 150mm(호우경보 기 )이상 비가 내리는 날이 크

게 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최근 10년간 우리나

라의 체 홍수 피해액은 약 17조 5천억 원으로 연 평

균 1조 7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피해의 

90%이상이 인구가 집되고 , 자산가치가 높은 도시에

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침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2].

그림 1. 집중호우일수 분석(기상청)

도시지역은 자연유역과는 달리 공간 으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교통지역 등 다양한 토지피복을 가

지고 있으며 지상으로 다양한 높이의 구조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혹은 무질서하게 치하고 있다. 최근 도시지

역에 발생하는 국지성 집 호우로 인한 침수는 기존 우

수 거의 통수능 부족  빗물받이 폐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건물의 집정도와 도로의 분포상태

에 따라 침수로 인한 흐름 특성이 매우 복잡하다[3]. 

도로의 배수유역은 지형·기하구조·수리  수문 요소

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배수유역에 

홍수 발생시 상기와 같은 복합 인 요소들의 상 계

에 의하여 인명과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 까지 홍수로 인한 도로 배수유역의 피해 원인에 

한 수리·수문학 에서의 연구는 다소 부족한 것이 

실이며[4], 침수피해가 높은 도시지역의 홍수 취약지

에 한 연구와 홍수 취약지 을 회피하여 안 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경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홍수시나리오에 따라 

침수되는 도로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도로 

침수 경로를 탐색해보고, 규모 혼란 속에서도 신속한 

피  구조 활동 등이 수행될 수 있는 최  피경로

를 탐색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효과 인 침수 방 

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홍수시나리

오에 따른 침수 분석을 한 하도 추 모형인 FLO-2D 

모형, 최  피경로 도출을 해A* 알고리즘에 한 

고찰을 수행하 으며, 3장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

에 따라 홍수재난에 한 최  피경로를 분석하는 방

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된 방

법론에 따라 Test-Bed 지역에 용하여 최  피경로

를 분석하며,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1. 하도추적모형

FLO-2D 모형은 콜로라도의 미국 연방방재청

(FEMA) 홍수 보험 연구(FIS)를 실시하기 해 1988년

에 시작되었다. FEMA는 토석류 흐름을 모의하는데 

합한 홍수 추  모형의 조사를 요구로 시작되었다. 

FLO-2D는 체 을 보 시키면서 홍수의 추 을 재

해내는 모형으로 홍수 지배, 홍수 침수 가능 지역, 홍수 

피해 감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세  붕괴 

모형인 DAMBRK[5]에서 시각 이고 기능이 추가되어 

기본 으로 로그램에서 지표면 홍수 모의를 시작으

로 다양한 지형  요건 즉, 도시지역의 건물, 교량, 제방 

등의 유동 장애물, 유동 경로에서 손실 등에 한 구성 

요소를 시뮬 이션에 추가할 수 있다. FLO-2D 모형은 

미국 연방 방재청인 FEMA에 의하여 공인된 모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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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FLO-2D를 모형으로 

선정하 다.

FLO-2D 모형은 GDS, MAPPER++ 등이 있어 자동

으로 계산된 침수지역을 2차원 화된 그리드 형태로 

보여 다. 이는 단순히 침수지역의 심도뿐만 아니라 시

간별 침수 변화량, 유속, 최  침수지역, 시간별 유속 변

화량 등을 볼 수 있다. 한 통 인 홍수 해석인 하천

제방 월류는 물론이거니와 자연 지형이나 하천 지류, 

토석류, 도시 홍수 등도 모의가 가능하다. 강우-유출과 

토석류의 모의도 가능하며 지배 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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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U와 V는 x, y 방향의 속도, 는 표면 수 , 

H는 수 , 는 물의 도, g는 력가속도, 와 

는 x, y 방향의 단응력을 나타낸다. 붕괴 모의에서 

FLO-2D 모형이 다른 붕괴 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근거

는 없으나 토석류 흐름의 모의가 가능하고 가시  표출 

기능이 우수하여 침수구역 악과 분석에 장 이 있다

[6].

2. A*알고리즘

A*알고리즘은 g(Goal), h(Heuristic), f(Fitness)의 3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7]. g, h, f의 목 은 재 노드

까지의 경로가 얼마만큼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를 평가하기 한 것이다. f를 구하기 해서는 g의 값

과 h의 값을 구해야 한다. g는 재 노드까지 온 거리를 

계산하고 h는 정해진 값이 아니라 추정치를 계산하여

야 한다.

A*알고리즘은 오  리스트(Open List)와 클로즈 리

스트(Close List)를 사용한다. 오  리스트는 아직 탐색

하지 않은 노드들을 클로즈 리스트는 이미 탐색한 노드

들로 구성되어 진다 알고리즘을 정의 하면 다음과 같다.

A. 시작 노드를 재로 하고 g, h, f를 배정한다.

B. 재 노드를 오  리스트에 추가한다.

C. f값이 가장 작은 노드를 ㉠라한다.

 a. ㉠에 목표 노드이면 종료한다.

 b. 오  리스트가 비었으면 종료한다.

D. ㉠에 연결된 유효한 노드를 ㉡라 한다.

 a. ㉡에 g, h, f 값들을 배정한다.

 b. ㉡이 오  리스트나 클로즈 리스트에 들어 있는

지를 검한다.

  i. 만일 들어 있다면, 새 경로가 f값이 작은지 검

하여 작다면 경로를 갱신한다.

  ii. 들어있지 않다면 ㉡을 열린 목록에 추가한다.

 c. 단계 D를 ㉠에 연결된 모든 유효한 자식 노드들

에 해 반복한다.

E. C부터 다시 반복한다.

A*가 길찾기에 많이 쓰이는 이유는 목  노드를 빨

리 찾을 뿐만 아니라 길이도 최단 경로가 된다[8]. 그리

고 A* 알고리즘은 출발지․목 지의 최단 경로탐색뿐

만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 지도상에서 최단경로를 탐색

이 가능하며, 탐색이 잘못되었을 경우 다른 방향을 탐

색하는 목표 지향 인 알고리즘이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 발생한 규모 5.8 규모

의 지진, 2017년 11년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

모 5.4 규모의 지진 등으로 한민국 국민들은 재난 

기 응에 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실히 느끼고 있

다. 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난문자 서비스는 

단지 재난 장소  규모 정도만 안내함에 따라 어떻게 

처해야하는지에 한 피가이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 에 다양한 재

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피소  피경로 등을 제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규모 재난 상황 속

에서도 신속한 피  구조 활동 등이 수행될 수 있는 

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경로계획에 오랜 기간 동안 주로 많이 사

용된 A* 알고리즘을 용하고자 하 으며, 기존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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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주로 최단 거리  시간에 한 연구에 치

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난 험도를 고려하여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안 한 최 의 

경로계획을 도출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유형, 길이, 폭, 회 , 주

행가능정보 등 다양한 도로 네트워크 DB 자료인 “지능

형교통체계 표  노드․링크” 자료를 활용하여 용

상지역 내에서의 실제 이동 가능한 이동경로를 제공하

다. 이를 통해 기존에 셀 단 로 구분하여 이동경로

를 산정한 방식에 비해 재난발생시 실 인 이동경로

를 제공하 다.

Ⅲ. 방법론 

1. 적용대상 및 조건

Test-Bed 용지역은 낙동강과 호강이 합류되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홍수 인한 

하천 범람시 1차, 2차, 3차, 4차 일반산업단지, 학교 

등이 몰려 있어 인 , 물  피해가 클 것으로 단되어 

이를 Test-Bed 용지역으로 선정하 으며, [그림 2]

와 같이 제방의 A지 과 B지 에서의 붕괴 시나리오

를 용하 다.

그림 2. 적용대상지역

[그림 3]과 [그림 4]는 다음 A지  제시 시간에 따

른 수 의 변화, 유량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때 붕

괴각도는 65°로 설정하 으며, 붕괴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하 다. 즉, 30시간에 붕괴가 시작되어 

붕괴폭이 기 30시간에는 0.26m, 31시간에는 3.93m, 

32시간에는 최  붕괴폭인 43.93m 까지 붕괴된 것으로 

모델링 하 다.

그림 3. A지점 파제시 시간에 따른 수위

그림 4. A지점 파제시 시간에 따른 유량

[그림 5][그림 6]은 B지  제시 시간에 따른 수 의 

변화, 유량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때 붕괴각도는 

65°로 설정하 으며, 붕괴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으

로 30시간에 붕괴가 시작되어 붕괴폭이 기 30시간에

는 0.23m, 31시간에는 3.54m, 32시간에는 최  붕괴폭

인 43.54m 까지 붕괴된 것으로 모델링 하 다.

그림 5. B지점 파제시 시간에 따른 수위

그림 6. B지점 파제시 시간에 따른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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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수시나리오 및 위험지역 도출

Flo-2D 분석 방법론에 따라 붕괴각도, 제방고, 제

치 등의 조건을 투입하여 침수시나리오를 분석하

으며, 분석된 침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7]

과 같다. 홍수 발생시 침수 흐름은 고도가 낮은 도로를 

따라 흐르는 경향을 나타내며, 침수시나리오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도로에 흐르는 물의 유속을 분석하여 유속

이 높은 지 은 피난경로 설정시 우회지역으로 고려하

여 활용하고자 한다.

3. 출발지점과 대피지점 설정

최  피경로를 분석하기 해서는 출발지 과 최

종 이동하고자 하는 피지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출발지 은 임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인명 피시 

향력이 큰 지 을 선별하기 하여 TB지역 내의 지역

특성과 시설물의 규모, 종사자수 등을 분석하고 홍수시

나리오에 따라 험지역 인근 시설물을 심으로 최

피난경로의 출발지 으로 선정한다.

피지 은 시작지 으로부터 피경로에 따라 이동

하여 최종 인 목 지가 되는 홍수에 한 피소 지

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피소 선정을 하여 기

존 피시설을 분석하 으나 기존 피시설의 경우 민

방  피소 주로 선정되어 지하공간이 선정되는가 

하면 홍수재난에 한 고려가 부족하 다. 

이에 따라 홍수재난에 해 고려가 된 피시설에 

한 분석이 필요하 으며, 상지역 내에 시설물 속성정

보를 수집하여 홍수를 고려한 피시설을 선정할 필요

가 있다. 다양한 시설물들이 상지역 내에 존재하나 

피시설로 선정하기 해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수

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모가 필요하며, 홍수재난으로

부터 상지역 침수시 안 하기 해 일정 높이 이상의 

고도에 치한 시설물 선정이 필요하다.

t=30Hr 10min t=30Hr 20min

t=30Hr 30min t=30Hr 40min

t30Hr 50min t=31Hr 0min

t=31Hr 10min t=31Hr 20min

t=31Hr 30min t=31Hr 40min

t=31Hr 50min t=32Hr 0min

그림 7. 침수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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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위험지역 도출

FLO-2D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에 도로를 따라 

홍수흐름에 한 각 루트별 유속을 분석하여 험한 링

크데이터를 추출하여 회피해야할 루트를 [그림 8]과 같

이 도출하 다.

그림 8. 홍수흐름 속도분석(m/min)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TB지역 내에서의 링

크정보를 지도상에 표출하여 험 루트를 [그림 9]와 

같이 최종 선정하 다.

그림 9. 홍수재난 회피 루트 도출

2. 출발지점 선정

인명 피시 향력이 큰 지 을 선별하기 하여 

TB지역 내의 지역특성을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 산업

단지 지역으로 ·소 산업체 시설물들이 많이 존재하

다. 그리고 시설물들에 한 향력이 큰 주요 지  선

별을 하여 수집 가능한 속성들을 악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산업체 시설물에 한 속성 정보들로는 소

유형태, 치정보, 표자, 연락처, 주요생산품, 지면

, 종사자 인원수 등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0명 

이상의 종사자수를 분석하여 지도상에 차좌표를 [그

림 10]과 같이 표기하 다.

그림 10. TB지역 내의 산업체 시설물 표출 결과

그리고 [그림 11]에서 지도상에 표기된 시설물별 

치좌표를 바탕으로 험지역 인근에 치한 시설물들

을 심으로 시작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3개 시설물

들을 선정하 다.

그림 11. TB지역 내의 시작점 도출

3. 대피지점 선정

일정고도 이상의 높이에 치하거나 Flo-2D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재해 침수 지도[그림 12]를 바탕으로 침

수 발생이 낮은 지역 3개를 선정하 으며, 지도상에 

피시설로 선정하고자 하는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

료시설 등을 표출하여 3개 지역에 포함되는 시설물을 

분석하 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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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재해 침수 지도(48시간)

그림 13. TB지역 내의 대피 시설물 표출 결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시설로 안 하고 다른 시

설물에 비해 규모가 큰 홍수 피시설 3개의 지 을 선

정하 으며, 출발지  3개의 지 을 X1, X2, X3로 표기

하고, 홍수 피시설인 종료지 을 Y1, Y2, Y3로 [그림 

14]에 표기하 다.

그림 14. TB지역 내의 홍수 대피시설 도출 및 넘버링

4. 최적 대피경로 도출

최 피경로 도출을 하여 도로 네트워크 DB는 국

가 ITS기 인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 표  노

드·링크 구축기 ”을 수하여 구축하 고, 각각의 노

드·링크, 회 정보, 링크부가정보들은 ITS 운   서

비스를 한 세부 속성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들간에는 노드식별자(ID)와 링크식별자(ID)를 기반으

로 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 다.

X1의 출발지 에서 A*알고리즘을 용하여 최단거

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 은 Y1로 나타났으며, 최 이

동경로는 [그림 15]와 같으며 총 26개의 도로 노드를 지

나는 피경로가 산정되었다.

그림 15. X1지점에서의 최적 대피경로

X2의 출발지 에서 A*알고리즘을 용하여 최단거

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 은 Y1로 나타났으며, 최 이

동경로는 [그림 16]과 같으며 총 43개의 도로 노드를 지

나는 피경로가 산정되었다.

그림 16. X2지점에서의 최적 대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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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의 출발지 에서 A*알고리즘을 용하여 최단거

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 은 Y3로 나타났으며, 최 이

동경로는 [그림 17]과 같으며 총 132개의 도로 노드를 

지나는 피경로가 산정되었다.

그림 17. X3지점에서의 최적 대피경로

5.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FLO-2D 분석을 바탕으로 유속을 분

석하여 류의 험성이 높은 지 에 한 험루트를 

도출하 다. 분석결과, 유속의 빠르기가 지 에 따라 4

배 이상 차이나는 지 도 있었으며 재난시나리오에 따

라 험지역을 사 에 악하는 것은 필요한 연구이다. 

그리고 시설물별 피인원 규모를 산정하여 사 에 

피인원에 한 황을 악하는 것도 혼란 방지를 해 

의미 있는 부분으로 단된다.

교통체계 표  노드  링크 정보를 활용하여 추상

인 도로이동 정보가 아닌 실제 피난경로를 제시한 부분

은 피가이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

되며, 재난 피 측면에서 유턴  좌회  신호 등에 

한 도로체계 개선  피시설 필요 지 들 악이 가

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15]의 최  피경로는 총 26개의 도로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출발 에서 피소를 악하고 있는 상

태에서 피자들이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26개의 노

드 이외의 다른 노드로 이동하 을 경우 험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거나 피소까지 이동하는데 까지 거리가 

더 길어져서 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 에 최

 이동경로를 재난상황에 맞게 제시하는 것은 재난측

면에서 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향후 더 복잡한 환경에서의 안 한 경로계획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재난 상황  시나리오에 따

른 피소와 피경로에 한 체계 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Ⅴ. 결론 

세계 각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

난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난

으로 인한 인명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교통지역 등 다

양한 토지피복을 가지고 있어 도시지역에 발생되는 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인명과 구조물에 심각한 피

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침수피해가 

높은 도시지역의 홍수 취약지 에 한 연구와 사람들

이 안 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최  피경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하도추 모형(Flo-2D 모형)  이동 경로 

도출 알고리즘(A*알고리즘)에 하여 고찰하여 최  

피경로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설정하 다. 

Flo-2D모형에 따른 침수시나리오에 따라 홍수 발생시 

유속이 빨라 인명이 피시 회피할 필요가 있는 경로를 

도출하 으며, 인명피해 향력이 큰 출발지 을 선정

하고 홍수발생시 안 한 피지 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TB지역에 용하여 유속이 빠른 험

한 루트를 도출하고 100명 이상의 종사자수를 가진 시

설물들을 지도상에 표출하고 험지역 인근에 치한 

시설물 3개를 선정하 다. 그리고 고도가 높고 안 한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당한 규모의 

피시설물 3개를 도출하 다. A*알고리즘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X1은 26개의 도로 노드를 거쳐서 이동하

으며, X2는 43개의 도로 노드를 거쳐 이동하 으며, 

X3은 132개의 도로 노드를 거쳐 이동하 다. X1과 X2

에 비해 X3는 여러 도로 노드를 거쳐 이동해야 하므로 

홍수피해 비를 해 추후 X3지 에서 Y3지 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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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X3 인근 지역에 

안 한 고층 피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신속한 피 

 구조 활동 등이 수행될 수 있는 효과 인 침수 방 

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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